
아빠를엄마가있는하늘나라로떠나보낸송희는티없이맑고순수한소녀다. 세상에

혼자남은그녀의곁에는아빠가남겨놓은스트라디바리우스바이올린뿐이다. 그런그

녀에게 다가온 소년 수안. 수안은 송희와 목성이 쌍둥이 좌와 만나는 12년 후에 다시

만나자는약속을하고미국으로이민을떠나고수안과의기억은송희에게소중한첫사

랑의 느낌으로 남는다. 수안과의 약속을 마음 속에 간직한 송희는 어느덧 성숙한 여인

으로자란다. 어느날유치원교사로아이들을돌보며지내는송희는동창회에미국에서

돌아온 수안과 마주한다. 그러나 냉정한 비즈니스 맨이 된 그의 옆에는 약혼녀 유정이

있다. 바이올리니스트인 유정이 송희의 스트라디바리우스를 탐내자 송희는 유정에게

아버지의유품인바이올린을포기하는 신수안과의7일간의데이트를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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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첫사랑이란 아마도 시인의

사고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 그것은

가슴 저미는 그리움을 남몰래

마음 한구석에 안고 원히

가질 수 없는 별을 바라보듯

그렇게 혼자만이 간직해야

하는 아련한 기억일 것이다.

그러나 애틋한 첫사랑을

12년 동안 기다려 온 송희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그 별을

따려고 한다. 장산곶매로

80년 를 지나 충무로에서

90년 와 만나는 장동홍 감독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처음

다가온 사랑의 느낌을 소중히

간직 해온 한 여인의

사랑만들기에 관한 동화이다.  



<파업전야>로80년 제도권밖에서시

를 이야기 했던 장동홍 감독에게 사

랑이란 어떤 느낌일까? 그는 질곡으로

점철된 시 와 그곳의 민중을 마치 첫

사랑의열병을앓는소년처럼사랑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첫 상업 화 데뷰작

에서 그는 이 이루지 못한 첫사랑을 자

기것으로만들어보고자한다. 

“약싹빠르고 나쁜 사람들이 모든 것

을 차지하는 세상을 신물이 나도록 봐

왔어요. 이제는착하고순한사람들, 바

보같은 사람들이 이기는 것을 보고 싶

어요.”때묻지않은순수함이한없이바

보같이보여지는세상에서송희는장동

홍 감독에게 더욱 애착을 갖게하는 인

물인지도 모른다. 오늘 촬 분은 바이

올린과 교환 조건으로 송희가 하는 수

안과의네번째데이트이다. 수안의메시지를듣지못하고약속

장소로나간송희는무작정수안을기다린다. 회사일을마치고

혹시나하는마음으로달려온수안은 업이끝난카페모퉁이

에쭈그리고앉은송희를발견한다. 바보같이자신을기다리고

있는송희를보고뭉클해진수안은송희를껴안는다. 

애초 촬 장소로 예정되어 있던 방배동 카페에서 압구정동

으로옮겨왔기때문에장동홍감독은카메라와조명위치를다

시한번살펴야만했다. 화가매씬을한컷한컷섬세하게나

눠찍는 방식인데다가 조명 세팅부터 앵 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감독의꼼꼼함으로작업은예상보

다 더뎌지고 있었고 해가 뜨기 전에 작업

을 끝내야만 하는 스탭들은 휴식시간도

없이 분주하게 움직 다. 초겨울의 날씨

는 자정을 지나 새벽녘이 되자 제법 매서

웠다. 몇시간동안같은장면을다른각도

에 선 카메라 앞에서 연기해야 하는 김현

주(송희)는 박용하(수안)은 추운 날씨에

도 열심이다. 추위에 떠는 송희의 모습을

연기해야 하는 김현주는 몸을 더욱 떨게

하기 위해 아예 팔까지 걷어붙쳤다. 이미

화개봉일을잡아놓고있는지라감독과

스탭들은 한시 바삐 촬 을 마감해야 하

는 부담감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밝고 활기찼다. 자칫 경

직되기 쉬운 현장의 분위기를 풀어주는

데한몫한것은박용하 다. 그는TV 드

라마에서 보여지던 내성적이고 조용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장

난을치기도하고농담을던지기도하면서스탭들과어울렸다.

개구쟁이소년같은그의미소가눈에띄었다. 

장동홍감독은어른들을위한한편의동화와도같은이이야

기를 마치 연필로 또박또박 눌러 자를 쓰듯, 우리가 첫사랑

에게 붙일 수 없는 편지를 애절한 마음으로 꾹꾹눌러 쓰듯 그

렇게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장동홍 감독의 연애편지를 눈이

내리는12월중순에받아볼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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